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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이드스코프(Glidescope®)를 사용한 기관 삽관 시 성문부 노출 방법에 
따른 삽관 성공률 및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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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glottis can be exposed by a Glidescope® during endotracheal intubation using either the epiglottis or valleculae ele-
vation method. We compared the epiglottis and valleculae elevation methods for endotracheal intubations performed with a 
Glidescope® using differences in success rate, time spent for tracheal intubation and percent of glottic opening.
Methods: Forty medical students without experience using a Glidescope® participated in this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in which 
they intubated a tracheal tube into a manikin. All participants performed tracheal intubation using the 2 forementioned methods. Twenty 
students exposed the vocal cord by placing the blade tip in the valleculae (valleculae elevation method; VEM). The other 20 students di-
rectly elevated the epiglottis with the blade (epiglottis elevation method; EEM). We separated intubating time into 3 parts: turnaround 
time to exposing the vocal cord, tube passing time and first ventilating time. 
Results: The success rate of tracheal intubation using VEM (86.7%, 104/120) was higher than that using EEM (65.8%, 79/120) (p < 
0.001). VEM resulted in a lower total intubation time (VEM vs. EEM, 23.5 ± 5.3 vs. 29.0 ± 8.7, p = 0.001). The key factor of this differ-
ence was the tube passing time (VEM vs. EEM, 7.4 ± 2.5 vs. 12.8 ± 7.4, p < 0.001). 
Conclusions: Exposing the vocal cord by using VEM during tracheal intubation with a Glidescope® can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tra-
cheal intubation and shorten the time of endotracheal intubation in no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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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글라이드스코프(GlideScope®, Saturn Biomedical Systems Inc, 
Burnaby, British Columbia, Canada)는 비디오 후두경 중 전 세

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구 중 하나이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어려운 기도를 처치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글라이드스코프는 핸들의 수직면에서 원위부 날 및 카메

라의 방향이 전방으로 50-60o의 각을 이루고 있어서 화면에 비

춰지는 영상과 구강을 통해 직접 보이는 장면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특성으로 기관 삽관 시 직접 후두경에 비하여 경추부

의 움직임을 줄여 주며 카메라가 성문부에 근접하여 성문부의 

시야를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1-5] 하지만 글라이드스코프

의 성문부 시야 향상이 고식적인 후두경을 사용한 기관 삽관

에 비해 성공률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6-8] 이러한 원인들로 삽관자의 글라이드스코프에 대한 

경험의 유무,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의 기관 내관의 

진행 조작 경험의 유무와 60o를 갖는 후두경 날의 각도에 일치

하지 않는 속심의 사용 등이 있다.[7-11]
후두경으로 성문부를 노출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곡선형 

날을 이용하여 날을 후두계곡(Valleculae)에 위치시키는 법(후
두계곡 들어올리기법, valleculae elevation method, VEM)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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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Glottic views using Glide- 
scope®. (A) Valleculae elevation 
method. Blade tip is placed in 
valleculae. (B) Epiglottis elevation 
method. Blade tip is placed under 
the epiglottis and lifts the epi-
glottis directly. 

A  B

Fig. 2. The lateral view of vallecu-
lae elevation method and epiglottis 
elevation method using the Gli- 
descope®. (A) Valleculae elevation 
method. Blade tip is placed in 
valleculae. (B) Epiglottis elevation 
method. Blade tip is placed under 
the epiglottis and lifts the epi-
glottis directly. The Angle(**) be-
tween OA and VA in (B) is larger 
than the angle(*) in (A). As the 
gap of two axes is increased, it is 
hard to deliver endotracheal tube 
to the vocal cord. O: Oral axis; VA: 
Visual axis.

선형 날을 사용하여 후두개를 포함하여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

다(후두개 들어올리기법, epiglottis elevation method, EEM). 직
접 후두경을 사용하여 실험한 이전 연구의 결과에서 후두개 

들어올리기법이 후두계곡 들어올리기법에 비하여 성문부 시야

를 향상시키지만 기관 삽관을 용이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

다.[12,13] 글라이드스코프는 곡선형 날을 가지고 있지만 후두

계곡 들어올리기법과 후두개 들어올리기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Fig. 1).[3] 하지만 임상 상황에서는 글라이드스코프를 사

용하여 기관 삽관을 하는 경우, 먼저 후두계곡 들어올리기법을 

사용하여 성문부 노출을 시도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성문부 노

출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후두개 들어올리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4] 하지만 글라이드스코프를 가지고 EEM으로 기

관 삽관을 시행하면 VEM보다 카메라 렌즈가 성문부에 더 근

접하여 구강 축(oral axis)과 시야 축(visual axis) 사이의 각이 

증가한다(Fig. 2). 이런 두 축 사이 각의 증가는 기관 내관을 

성문부로 진행시키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삽관 경험이 적거나 글라이드스코프의 경험이 적은 경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이 없는 삽관자가 글라이드스코프를 이용하여 기관 삽

관을 하는 경우 VEM과 EEM에 따른 성문부 시야 및 기관 삽

관의 성공에 대하여 실험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초

심자들이 글라이드스코프를 이용하여 기관 삽관을 시행할 때 

성문부 노출 방법에 따른 성공률, 삽관 소요 시간 그리고 성문

부의 노출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일개 의과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4학년 중 글라이드스코

프의 사용 및 이를 이용한 기관 삽관의 경험이 없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곡선형 날과 직선형 날을 

포함한 직접 후두경으로 마네킹에 삽관 교육을 받은 경력은 

있었다. 하지만 환자에게 직접 삽관한 경험은 없으며 비디오 

후두경에 대한 교육 경험도 없었다. 본 실험은 기관생명윤리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 후 시행되었으며 참여

자는 자발적으로 본 실험에 동의하여 참여하였다. 참여 대상자

에서 손목 및 허리 질환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2) 방법

본 기관 삽관 연구는 AirsimTM (Trucorp, Belfast, Northern 
Ireland) 마네킹을 사용하였으며 기관 삽관 실험을 위한 후두경

과 속심으로는 글라이드스코프와 전용 속심인 GlideRite® 
Rigid Stylet (Saturn Biomedical Systems Inc, Burnaby, British 
Columbia, Canada)을 사용하였다. 기관 튜브는 7.0 mm 내경의 

cuffed tracheal tube (MallinckrodtTM, Covidien Inc, Mans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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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Intubation Times between Valleculae Elevation Method and Epiglottis Elevation Method with Glidescope®

Novices (n = 40)

Valleculae elevation method Epiglottis elevation method p value

Total number of intubation, n (%) 120 (100) 120 (100)
      Success, 104 (86.7)  79 (65.8) < 0.001*

      Failure  16 (13.3)  41 (34.2)
      Cause of failure 
Total Intubation time > 30 sec, n (%)  16 (13.3)  41 (34.2) < 0.001*

      Esophageal Intubation etc. n 0  0
Number of failure per a intubator (n = 40), n
      1 time 6 10 0.008*

      2 times 5  8
      3 times 0  5
Time for procedure, sec, mean (SD)
      Total time to intubate  23.5 (5.3)  29.0 (8.7) 0.001*

      Time to exposure the glottis view   7.3 (1.8)  6.6 (1.6) 0.13
      Time to pass the ETT through vocal cord   7.4 (2.5) 12.8 (7.4) < 0.001*

      Time to first ventilation  8.80 (2.1) 9.58 (2.4) 0.07
POGO, %, mean (SD)  94.8 (7.5) 88.8 (7.9) 0.001*

Data is presented as mean (SD) or number (%). In valleculae elevation method, blade tip is placed in vallecula and in epiglottis elevation meth-
od, blade tip is placed under the epiglottis and lifts the epiglottis directly. *p < 0.05 is statiscally sigificant. POGO: percentage of glottic opening. 

Assessed for eligibility (n = 40)

Excluded (n = 0)

Enrolled (n = 40)

30-min training program

The 2 group were randomly allocated to start the 2 
methods in a different order

Group B (n = 20)
Epiglottis

elevation method

Group A (n = 20)
Valleculae

elevation method

Group B (n = 20)
Valleculae

elevation method

Group A (n = 20)
Epiglottis

elevation method

Fig. 3. Experiment flow chart. In valleculae elevation method, 
blade tip is placed in valleculae and in epiglottis elevation meth-
od, blade tip is placed under the epiglottis and lifts the epiglottis 
directly.

MA, USA)를 사용하였다. 마네킹은 약 70 cm 높이의 탁자 위

에 중립적인 자세로 놓았다. 전용 속심이 내재된 기관 내관은 

마네킹 우측에 놓았다. 실험 1시간 전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1
인이 참여자들에게 글라이드스코프의 구성과 두 방법(VEM, 
EEM)을 통한 성문부 노출 및 기관 삽관을 교육하였다. 1인당 

교육시간은 20분의 이론과 10분간의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무작위 교차연구로 실험 전 제비뽑기를 이용하여 삽관 

방법의 순서를 정하였다. 한 방법으로 기관 삽관을 세 번 시행

한 후, 10분 후 다른 방법으로 기관 삽관을 세 번 수행하였다

(Fig. 3). 삽관자는 삽관 시 글라이드스코프의 화면을 주시하면

서 삽관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삽관자는 허리를 편 상태로 삽

관을 시행하였다. 기관 삽관 시 삽관자는 성문부가 충분히 노

출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옆의 기관 내관을 집어 삽관을 진행

하였다. 그 후 기관 내관을 성문부에 통과시킨 후 후두경 날을 

제거하고 기관 내관의 전용속심을 뽑은 후 소생백을 사용하여 

첫 환기를 하였다. 

3) 자료 수집

기관 삽관 소요 시간은 비디오 후두경 날을 구강 내로 삽입

하는 때부터 삽관자가 성문 노출이 충분하다고 판단 후 기관 

내관을 집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성문 노출 시간, time to ex-
posure the glottis view), 기관 내관을 집은 후부터 기관 내관이 

성문을 지난 시간(기관 내관 통과 시간, time to pass the endo-
tracheal tube through vocal cord), 후두경 날을 구강 내에서 제

거한 후 첫 번째 환기를 시행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첫 번째 

환기 시간, time to first ventilation)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이
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기관 삽관 소요 시간

(total time to intubate)으로 계산하였다. 기관 삽관의 실패는 30
초 이내에 기관 삽관을 하지 못하거나 기관 내관을 식도로 삽

입하는 경우, 내관의 끝이 성문 상부에 위치한 경우로 하였

다.[14] 측정은 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스톱워치를 이용하

여 기관 삽관 소요의 시간을 초(sec) 단위로 기록하였다. 또한 

방법에 따른 성문부 노출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삽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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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관 후에 후두 노출 분율(percentage of glottic opening, POGO)
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4) 분석 방법

성문노출 방법에 따라 기관 삽관을 위하여 소요되는 각각의 

시간, 기관 삽관의 성공률 및 POGO를 비교하였다. 두 방법 간

의 삽관 성공률 비교는 Fisher exact test로, 삽관 시간 비교는 

Mann-Whitney U tes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

준은 p value < 0.05로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7.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본 실험에 총 40명의 참여자가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글라이

드스코프를 이용하여 이전에 기관 삽관의 경험이 있거나 신체 

질환으로 인하여 실험에서 제외된 자는 없었으며 교육 및 평

가 시에 탈락자는 없었다. 참여자 성별 구성은 남자가 28명
(70%), 여자는 12명(30%)이였으며 나이는 27 ± 5세였다.

기관 삽관의 성공률은 VEM이 86.7% (104/120), EEM이 65.8% 
(79/1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VEM이 높았다(p < 0.001). 
성별에 따라 삽관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VEM에서 남자가 

85.7% (72/84), 여자는 88.9% (32/36)의 성공률을 보였으며(p = 
0.531) EEM에서 남자가 67.9% (57/84), 여자는 61.1% (22/36)
의 성공률을 보여주었다(p = 0.774). 모든 시도에서 성문으로 

기관 내관을 삽입시켰지만 57건에서 삽관의 소요시간이 30초
가 넘게 소요되었다. 두 방법에서 삽관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

이 총 삽관 소요 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VEM (23.5 ± 5.3초)이 

EEM (29.0 ± 8.7초)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체 삽관 

시간이 짧았다(p = 0.001). 삽관 과정을 세 과정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을 때, 성문 노출 후부터 기관 내관이 성문을 지날 때까

지의 시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7.4 ± 2.5 vs. 12.8 ± 7.4, 
p < 0.001). 기관 삽관 후 성문부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POGO
에서도 곡선형이 94.8 ± 7.5 %, 직선형이 88.8 ± 7.9%로 차이

가 유의하였다(p = 0.001) (Table 1). 

고 찰

Kaplan 등[15]은 곡선형 날을 가진 비디오 후두경(video 
macintosh intubation laryngoscope system, VMS)으로 성문을 

관찰한 연구에서 후두계곡에 날을 위치시켜 성문부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후두개를 들어 주어 성문부를 잘 노출시켜 

기관 삽관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글라이드스코프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개 후두계곡에 날을 위치시키고 삽관을 시

행하지만 후두개에 의해 성문이 가려진 경우 후두개를 들어올

려 삽관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4,16] 하지만 

삽관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날을 깊이 넣는 경향이 있어 후두

개를 들어 올려 삽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카메라

와 성문부의 거리가 가까워져 성문이 크게 보이게 되어 서둘

러 삽관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Fig. 1B). 하지만 이런 시야

는 날에 의해 성문 상부의 시야가 제한되고 시야 축과 구강 축

의 각의 차이가 커지게 되어 삽관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관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글라

이드스코프의 손잡이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이런 축의 차이가 

커지며 진행하는 기관내관과 기관(trachea)의 각이 커지게 된다

(Fig. 2).[16]
일반적으로 기관 삽관을 시행할 때 후두경 날과 방법을 고

르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VEM은 기관 삽관 중 기관 내관을 구강에서 성문부로 진행하

는 공간이 더 넓은 반면에 EEM은 후두개를 들어 올려 성문부

를 충분히 보여주어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점은 

후두덮개가 길거나 축 쳐지는 환자, 혀가 큰 환자에게 있어서 

사용에 장점이 있다.[13,17] 161명의 정규 수술 환자를 대상으

로 마취과 의사가 직접 후두경을 사용하여 기관 삽관을 시행

한 논문에서 VEM에 비하여 EEM이 성문부를 잘 노출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초심자가 직접 후두경을 사용하여 기관 

삽관을 배울 시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배워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18] 

글라이드스코프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비록 곡선형 날만

을 이용하여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두 방법에 따른 성

문부 노출의 정도가 위 연구들과 달리 VEM이 EEM보다 더 좋

은 시야를 확보하였다.(94.8% vs. 88.8%, p = 0.001) 이러한 결

과는 글라이드스코프의 조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심자들

이 EEM으로 성문부 노출 시 성문부의 상부가 글라이드스코프

의 두꺼운 날에 의해 가려져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글라이드스코프과 속심의 각도에 따른 기관 삽관 소요 시간

을 연구한 논문에서 기관 내관의 각도가 90o인 경우가 60o의 

경우보다 기관 삽관의 소요시간이 13% 더 빨랐다. 이는 글라

이드스코프를 사용하여 좋은 성문부 시야를 확보하더라도 모

니터에서 보이는 삽관자의 시야와 기관 내관의 진행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글라이드 전

용 속심을 사용하여 기관 내관의 각도의 변화는 없었으나 성

문부 노출의 방법 차이에 따른 각이 기관 내관의 진행 시간의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글라이드스코프를 가지

고 EEM으로 기관 삽관을 시행하면 VEM보다 카메라 렌즈가 

성문부에 더 근접하여 성문부를 더 확대하여 보여준다. 하지만 

시야 축과 구강 축이 이루는 각이 더 커지게 되고 성문부가 화

면에서 더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화면을 바라보는 

삽관자는 확대된 성문부를 관찰할 수 있으나 시야 축과 기관 

내관이 진행해야 하는 구강 축이 이루는 각도가 더 커져 기관

내관을 성문부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글라이드스

코프의 날이 성문부에 근접하여 기관 내관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더 좁아져 진행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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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들이 본 연구에서 VEM에 비해 EEM 시에 성문부를 노출

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성문부를 통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내관의 조작 시간에는 유의한 차이

를 만들었을 것이다.
글라이드스코프(GlideScope®), 씨트랙(CTrachTM), 본필스(Bonfils)

와 매킨토시 후두경(Macintosh laryngoscope)을 이용한 연구에

서 어려운 기도 시뮬레이션의 경우 삽관자의 숙련도와 상관없

이 글라이드스코프와 매킨토시 후두경을 선호하고 사용하기 

쉽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관 삽관의 성공률은 매킨토시가 다른 

후두경에 비하여 우수하였다. 특히 성문부 노출에 필요한 시간 

비교에서 매킨토시 후두경이 글라이드스코프보다 짧았으며 기

관 삽관 소요시간에는 더 차이가 발생하였다.[19] 본 저자들은 

성문부 노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드럽게 핸들을 기울이거

나 후두경의 날을 약간 뒤로 빼는 방법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

이 있으나[3] 글라이드스코프의 경험이 없는 삽관자들은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두 방법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기관 삽관이 실패한 경우는 모두 기관 

삽관 시간이 30초 이상 걸린 경우였다. 즉, 초심자들에게 EEM
은 기관 삽관의 소요 시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기관 삽관의 실

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글라이드스코프를 사용하여 기관 삽관을 한 경우를 후향적으

로 분석한 논문에서는 성문부의 노출 정도를 Cormack-Lehane 
grade로 평가하였을 경우 grade I인 경우가 II-IV인 경우보다 

삽관 성공률이 다른 인자와 비교하여 가장 의미가 있었다.[2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문부를 POGO로 평가하였을 때 두 가

지 방법 모두 80% 이상 노출해 주고 있어 방법에 따른 삽관의 

성공률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마네킹을 

가지고 실험한 연구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기관 삽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혀와 후두개의 크기, 후두의 길이 

및 어려운 기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후두개가 

크고 쳐져 있는 경우에는 VEM보다 EEM이 성문을 노출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둘째, 글라이드스코프를 이용한 성문 노출 

방법의 차이가 아닌 기관 삽관의 술기 차이에 의하여 삽관 소

요 시간 및 성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성문 노출을 

개선하기 위해 더 큰 힘으로 후두경 날을 들어 올리거나 외부

에서 도수 조작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성문

부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삽관자가 

POGO를 기록하였다. POGO는 직접 후두경으로 성문부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나 비디오 후두경으로 성문

부를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POGO를 자기 보고(self report) 방식으로 보고함으로써 자기 

보고 왜곡(self reporting bias)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넷째, 대
개 성인에서 기관 삽관 시 사용되는 기관 내관은 커프가 있으

며 내경은 7.0-8.0 mm인 것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커프가 있으며 내경이 7.0 mm인 것만을 사용하여 실험

하였다. 기관 내관의 내경에 따라서 성문부를 통과하는 것에 

소요 시간 및 성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은 글라이드스코프 및 기관 삽관에 경험이 없는 초심자들

만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기관 삽관의 경험의 유무 또는 글

라이드스코프 사용 경험에 따라 기관내관 조작의 능숙도가 달

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나 글라이드스코프에 익숙한 

삽관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실험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삽관 경험이 없는 초심자가 글라이드스코

프를 이용하는 경우, 후두개 들어올리기법보다는 후두계곡 들

어올리기법으로 성문부를 노출시켜 기관 내관을 성문부로 진

행하는 것이 삽관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삽관 시간을 단

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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